
people say that the spirit goes to heaven 
after death. As the dead do not say,  they 
say like that. Have you ever seen a dead 
man saying?  Have you ever seen a dead 
man going to heaven? No. Spirit is life, 
according to John1:1. Proverb 4:23 says,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Christian says the 
heart itself is spirit, but they do not know 
“the fountain of life is the heart.”As life 
is heart, life is spirit.   

Therefore, when people die, their 
lives die, so their bodies die. It is not 
that people die because their lives leave. 
The spirits of humans are their lives; 
their lives are their spirits in the Bible, 
so when their lives die, their spirits die. 
Where does the dead spirit go? 

If you trace the entire scriptures like 
thi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person 
can be reborn as the spirit of God.  That 
is,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human body itself is God. As the Holy 
Spirit itself is God, the Bible says to 
humans, “Be reborn as the Holy Spirit. 
The word, “Wherever God is, heave is” 
indicates that only God can go to heaven, 
only God is in heaven, there is no human 
there. It means that human beings cannot 
go to heaven.  That is, the word, “One is 
saved by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is correct. The term,“One is saved by 
being born as God again”  indicates that 
one is saved only if they become God, 
humans cannot get salvation.*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n November. 8th, 1992

Translation: Angela Kim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There is a word, ‘Justice will 
prevail(事必歸正).’ Ladies and 
gentlemen, This man has said for 11 
years that man is not the Victor, but God 
is the Victor. After Satan deprived God 
of humans, God neither took them back 
nor occupied them for six thousand 
years.  However, God captured humans 
by defeating and killing Satan in a man 
in six thousand years. Naming our 
altar the Victory Altar is because God 
overcame.   

Humans cannot become Gods
Those who stop coming to the 

Victory  Altar are because they did not 
understand the truth of the Victory Altar 
basically and they tried to themselves 
Victors. Humans cannot become 
Victors.  Let me This man give an 
example. For a woman to be the bride of 
the bridegroom, she must suit his fancy.  
Therefore, one must live a life that is 
loved by God, who is the bridegroom; 
they can have God as a bridegroom 
in their hearts. If you have God as a 
bridegroom, as you become one with 
God, who is a Victor,  you also become 
an overcomer.   That is the principle of 
becoming a Victor. To get salvation, 
you should have the Victorious God in 
your heart; then, you can live forever. 
No matter how much you try to be 
saved, if you do not have the Victorious 
God in your heart, you do not have a 
relationship with eternal life. This theory 

is the system of the truth. 
Therefore, after someone heard the 

words “You must be done to be saved” 
in Jeondogwan, if they think of being 
Gods themselves, they should throw 
away that their thought, after coming to 
the Victory Altar. Man cannot get eternal 
life on his own, and man cannot be God 
himself.  Only if the Victorious God 
must take over me, the Victorious God 
must acknowledge me; God sits in me. 
If God doesn’t admit you, it doesn’t love 
you,  will it occupy you? No, it does not.

The reason that the Holy Dew Spirit 
falls is because God accompanies 
This man

Whenever This man leads the worship 
service, the Holy Dew Spirit emits from 
This man. Because God is in This man. 
That is evidence God is with This man. 
God stays in only someone who is clean 
and has no flaws. God can’t exist if you 
have a dark heart or a wicked heart a 
little. 

Hearing the theory coming out of 
This man’s mouth today, is it proof that 
God is with This man? Before This man 
appeared, there was nobody who said 
about salvation theory in the Bible and 
the Buddhist scriptures. Also, there was 
nobody who talked about the doctrine of 
immortality. Nobody had ever told that 
it was a lie to create a man by making 
soil before This man came out.  Before 
This man came out, nobody said that 
ego is sin, ego is the Forbidden Fruit, 
and ego is Satan. Before This man has 
come, nobody told about the theory of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Before 
This man has appeared, nobody said that 
humans cannot go to heaven, after they 
become Gods, then they go to heaven.

 All things are Gods
All This man says are new. All things 

in this world are Gods. This man tells that 
the material of this world is God, the air 
is God, the trees are Gods, and all things 
are Gods. The reason that communism 
insisting that God does not exist 
collapsed is because This man destroyed 
the materialism of communism and the 
logic that there is no God. As the Victor 
Christ says that all things in this world 
are Gods, the group who insist that God 
does not collapse by itself. 

Although the fact that humans 
themselves are the children of God is in 
the Bible and the Buddhist scriptures, 
people do not see it, because they are 
blind. Human beings were initially 
Gods; they were occupied by the spirit 
of Satan 6000 years ago. As the spirit of 
Satan, the spirit of death, became their 
awareness of ‘I’(ego), their bodies got 
changed into those of humans, the slave 
of Satan. Speaking of this new theory to 
people, they try not to admit it. However, 
because This man tells the method very 
logically, they can’t but acknowledge 
it.  As you accept it, you are here in the 
Victory Altar. 

Your blood is turned as you 
conceive

This man teaches you in detail the 
secret of immortality, the secret of not 

because they have minds which enable 
people to catch diseases.  If one has a 
heart not catching diseases, they do not 
have diseases. If you have a heart not 
growing old, you don’t become old.

Therefore, the theory, “One looks as 
they think” is undoubtedly that of the 
truth, if this complete theory comes out 
from This man, is it proof that God is in 
him? Yes. If humans conceive the heart 
of God, their blood is changed into that 
of God, then their bodies are changed 
into those of God, and they become God. 
Therefore, that is the theory of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One is saved by being reborn as 
God

The Bible says, “One is saved by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One gets 
salvation by eating the Fruit of Life” “One 
is saved due to faith.” and “One is saved 
by being resurrected.” These theories 
are buried because of the false salvation 
theory “one is saved by believing in 
Jesus.”

The saying,  “One achieves salvation 
by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means one gets salvation by being reborn 
as God, the word,“One gets salvation by 
being reborn as God, indicates that one 
has ever been born as God, now they are 
not Gods, if they are born as God again, 
they are saved and live forever. 

As “Wherever God is, heaven is,” 
“Where humans are, humans’ land is. 
However, Jesus, who said humans go 
to heaven is not only a lier but also he 
does not know about the Bible. Also, 

aging, and the method of not getting 
sick. The theory is that one becomes sick 
because their blood decays; one becomes 
old because their blood decays,  and 
one dies because their blood decays. It 
is a perfect theory.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ere is no defect in 
it.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it is 
complete logic.

This man says about the immortal 
science citing  “that person acts as 
he looks like”, which is a common 
saying.  “a man who looks selfish acts 
egoistically. That is the right answer.  
“Normally, if one conceives a mind of 
a miser, their blood will be turned into 
the blood of miser, and their bodies will 
be switched into those of a miser.” Can 
you hear this theory somewhere? No, 
you cannot.  When This man says about 
the immoral secret easily, people think 
everybody can say that. But This man 
told about it; they did not know it. When 
you conceive an evil heart, your blood 
turns into an evil one, and your face and 
body turn into a malevolent face and  
body. When you think sillily, as usual, 
your blood turns into an idiotic one, and 
your face and body turn silly. We say 
this, “People act as they look.” 

Therefore, if one has the mind of God, 
their blood will be turned into that of 
God, their faces will be changed into 
those of God, their bodies will also be 
transformed into those of God. That is 
the word of God. Can anyone make 
a logic to refute this logic? No, there 
isn’t. Depending on what people think, 
their bodies change. So people are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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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둘이 함께 한적한 길을 따라 걷

고 있는데 밤하늘에 별들이 서로 거

미줄처럼 하나로 엮여 있다. “저게 뭐

지?” 하니 의사가 “저건 별이야.” 라고 

알려주었다. 

《해석》 함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시장처럼 

번잡한 곳,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장소를 떠나 

영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길

은 한적합니다. ‘주님 사이 나 사이’ 오직 하나

님과 나만이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 이 길을 따라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

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밤하늘은 의식의 세계와

는 달리 내가 포착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 

영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불교 유식학(唯識學)의 체계로는 8식(識) 아

뢰야식(阿賴耶識)과 9식(識) 아말라식(阿末羅

識)에 해당하는 층입니다.

거기서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별, Star는 본

래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恒星)을 

뜻합니다. 항성의 빛을 반사할 뿐인 행성(行星 

Planet)과는 다릅니다. 내 안의 하나님이 스타, 

항성(恒星)이라면 의식의 나, 인간 나는 그저 

그 빛을 되비치어 깜박이는 행성(行星)일 뿐

입니다. 

찬란히 빛나는 태양이 어두움 즉, 마귀 옥에

서 벗어난 ‘이기신 하나님’ 이긴자를 상징한다

면 밤하늘의 별은 어둠에 갇힌 채 간신히 자기 

빛을 내고 있는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 자성

(自性)의 상징입니다. 그 별은 내 무의식에 갇

힌 채 힘겹게 빛을 내고 있는 양심, 내면의 빛

입니다. 그 별들이 어두움에 싸여 희미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 더욱 놀랍습니다. 별들이 거미

줄처럼,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화엄경의 ‘인드라의 망(網)’을 

떠올리게 합니다. 밤하늘이 무의식의 영역이

고, 별이 내 안의 하나님이라면 별들이 어떻게 

여럿이고 또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까

요. 

인간의 시점, 엄밀히 말하면 마귀 종인 인

간의 시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개별 개체요, 

내 안의 자성(自性), 하나님도 각기 나눠진 개

별 개체로만 보입니다. 마귀 신은 분열의 영, 

나누고 가르는 영이니 그리 보일 수밖에요. 그 

입장에서는 나와 네가 다르고, 내 영과 네 영

이 다르고, 내 무의식과 네 무의식이 다릅니다. 

내 안의 하나님과 네 안의 하나님조차 다르고 

내 자성(自性)과 네 자성(自性)이 다릅니다. 그

러니 그의 눈에는 내 안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별이 수십 억, 수백 억으로 쪼개져 있는 것으

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내 속의 하나님과 네 속의 하나님, 내 자성(自

性)과 네 자성(自性)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떨어진 개별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

라는 것을 무의식의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지요. 여기서의 ‘무의식의 나’란 나라는 의식이 

아니라 이긴자께서 말씀하신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 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해서 무의식을 상징하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그물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의식, 한 사람의 내면에는 나의 

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별, 즉 하나님 전체가 연결되어 품어져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70억 개의 나뭇잎, 가지들처럼 

각자 뻗어 있지만 그 가지들은 남이 아니라 한 

나무, 한 몸이다.”라는 이긴자의 말씀을 꿈의 

고유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달리 비유하자면 우물이 70억 개가 있다 해

도 그 우물물을 따라 내려가면 모두 연결된 거

대한 하나의 지하수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지요. 지상에 솟아난 돌로 쌓은 우물의 견지

(見地)에서는 우물이 여럿이겠지만 우물의 본

질, 우물의 본체인 우물 ‘물’의 입장에서는 우

물은 그저 ‘하나의 물’인 것이지요. 나라는 의

식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류가 70억이

지만 깊은 무의식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는 온 인류가 하나일 뿐입니다.

《꿈》 그 중 일부 별들이 우수수 마을로 

떨어져서 집들을 활활 태우기 시작하였으

나 의사 친구가 괜찮을 거라고 말을 했다.

《해석》 이 장면이 압권입니다. 하늘의 사람

과 함께 하다 보니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옵

니다. 무의식 저편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

던 별이 현실의 세계, 의식의 영역으로 등장하

는 장면입니다. 즉, 마귀 옥에 갇혀있던 하나님

이 지상의 집, 의식의 나를 집어삼켜 불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즉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내용이 의식의 세계

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영적 하늘과 땅이 만

나는 천지합일(天地合一)이자 주역으로는 그 

유명한 지천태(地天泰) 괘(卦)에 해당하는 장

면입니다.

지천태(地天泰)     괘는 천지비(天地否)        

    괘의 반대의 괘입니다. 천지비(天地否) 괘

는 위가 하늘(☰), 아래가 땅(☷)입니다. 기존의 

인간과 세상, 마귀세상을 상징하지요. 지천태

(地天泰) 괘는 반대로 위가 땅(☷), 아래가 하

늘(☰)입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혔습니다. 이

는 기존의 마음의 하늘 자리, 즉 주체영 자리

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선천시대에는 마귀

가 주체영 자리, 하늘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

나 후천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늘자리, 주체영 

자리를 되찾는 장면이 지천태(地天泰) 괘로 표

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인간 내면의 천

지개벽을 상징하는 지천태(地天泰) 괘가 이 꿈

에서는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온 것으로 상

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꿈》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신기하게 

집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불이 크게 

났음에도 걱정이 되지는 않았다. 

《해석》 상징으로서의 집은 보통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

늘에서 떨어진 별들로 인해 집이 불붙었으나 

집이 타버리지 않습니다. 이 불은 육적인 불

이 아닌 영적인 불이며, 죽이고 소멸시키는 마

귀적인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등장한 하나님(출애굽기 3:1~4:17)

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

무에 임한, 타지 않는 불로서 처음 자신의 모

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긴자께서도 당신을 구약에서 약속한 

‘나중에 일으킬 모세와 같은 선지자’(신명기 

18:15)라 하셨거니와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어쩌면 성경을 통틀

어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장면의 하나라

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징으로서의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떠돌고 있던 모세 자신이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

의 신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인신합일(人神合一)을 상징하는 장면입니

다. 해서 후에 ‘시나이 산을 내려온 모세의 얼

굴이 빛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게(출애굽기 34:30)’ 된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내 얼굴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나가게 

된다.”는 이긴자의 말씀과도 짝이 맞는 장면입

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이 꿈의 불타는 집이요,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던 그 불이 바로 이 꿈의 

‘집을 태우지 않는 불’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의 모티브가 이 꿈에서 절묘

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별이 떨어져 태우지 않는 불이 되었고, 그 

불이 집, 즉 인간을 감싸서 영적인 불, 하나님

과 육적인 집, 인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서 

의사도 불타는 집을 보고도 괜찮다고 하고 꿈

꾼 자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불이야 말로 

깊은 내면에서 올라와 기존의 인간 나를 태우

고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게 하는 불꽃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가 이 꿈의 개괄적 해석입니다. 3회

에 걸쳐 살펴본 이 꿈은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

던 분이 영적인 세계에 입문하기 직전에 꾼 아

름다운 꿈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꿈이 성경

의 위대한 장면과 짝을 이루고 있고 주역이나 

불경에서 다루고 있는 심오한 주제와도 그 맥

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

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꿈뿐만 아니라 성경, 고

서 등 다양한 매체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

적 암호와 상징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

랍니다.*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金擇

Through having the spirit of God in your heart, you can be saved

꿈에 대하여...<3>

떨기나무 앞의 모세,  마르크 샤갈


